Starcrete-EP100
철판압착보강 / 균열 주입 에폭시 주입제
개 요
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존속기간 동안 콘크리트의
수축 및 구조물의 열화나 노후화 등에 의한 강도
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되
고, 변형되어 구조물의 보강을 필요로 하게 된다.
이렇게 손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, 보강방법
으로 에폭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1) 에폭
시 주입법과 2) 에폭시와 철판을 이용한 철판 압착
보강법이다.
철판압착보강법 은 구조물을 신속하게 보강 할 수
있으며 보강 후 부재크기의 변화가 매우 적다는 장
점이 있다.

용

도

Starcrete-EP100은 철판 압착 보강용 주입 및 균열보수제로 작업이 어려운 중 균열
부위나 콘크리트 들뜸 부위, 철판 압착 보강 부위 충진에 용이하도록 가공된 제품이다.
경화 후에는 우수한 방청효과 및 강력한 물리적 강도를 나타내므로 철근의 부식방지 및
콘크리트 강도 복원에 우수한 제품이다.
◈ 콘크리트 철판압착 주입 및 콘크리트 균열 보강 주입
◈ 콘크리트 구조체의 들뜬 부위 주입 보강
◈ 구조물 균열 주입 (지하철, 터널 등)
◈ 기계 기초 (machine base plate)
◈ 화학앵커(Chemical anchor)
◈ 2차 콘크리트(PC panel 등) 제품 균열 보수

특

성

◈ 낮은 점도로 주입이 용이하다.(고압주입기, 저압주입기 사용에 적합)
◈ 강도 및 접착성이 매우 우수하다.
◈ 경화속도가 완만하여 작업성이 좋으며 수축 현상이 거의 없다.
◈ 정지된 균열에 사용이 적합하다.
◈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한다.

물

성

항

목

Starcrete-EP100
주 제

물

주성분
외관

에폭시수지

아민계

무색투명

담황색

점도(cps)

260±50 (@20℃)

혼합비중

1.05±0.05 (@20℃)

가사시간(분)

성

경 화

50±10(@25℃)

이론소요량(mm/㎡)

1.05±0.05Kg

완전경화시간(시간)

24~36(@25℃)

배합비
포장단위

제

2

1

10Kg

5Kg

※ 실제 소요량은 현장조건에 따라 상이함.
※ 물성은 현장의 온도 및 습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.

작업 방법
1.철판 압착보강
• 표면 처리
부착력의 증강을 위해 콘크리트 면에 강판이 부착되는 부분은 그라인더 혹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표면 이 물질을
완전히 제거한다.

• 강판 설치 및 Anchor 설치
Anchor 위치에는 사전에 철근 시공도를 참조하고 철근 탐사 검사 후, 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천공한다. 천공 후
내부 청소를 철저히 한다.
• 강판 용접
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철판을 용접 시공한다.
• 쌸링 작업
강판 부착될 강판 주변 부위를 씰링재을 사용하여 에폭시의 누출이 없도록. 충실하게 막아 주어야 한다.
• 에폭시 수지 주입
에폭시 수지를 주제와 경화제를 주어진 배합비대로 혼합하여 고압 주입기를 이용하여 강판과 콘크리트 표면부분의
공백을 충실하게 채워준다.
• 양생
주입한 에폭시 수지의 경화 양생을 한다.
• 마감
주입된 에폭시 수지의 경화 후, 주입 호스를 제거한다.

2. 균열 주입
• 균열조사 및 면처리
균열 상태, 폭, 깊이,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공정을 결정한다. 씰링 예정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야
한다. 균열부 주위나 내부에 이끼 혹은 과다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입 전 필요에 따라
가스버너 등으로 가급적 균열 내부까지 건조시킨다.
• 좌대 설치부위 결정
좌대는 균열폭에 따라 15cm ~ 20cm 간격으로 설치한다.
• 균열부위 씰링
좌대 부착 부위를 제외한 균열부위에 에폭시 주입 시 누출되지 않도록 두께 1mm, 폭
30mm정도로 씰링제를 사용하여 씰링한다.
• 좌대 부착
에폭시 씰링제로 좌대 설치 표식 위에 좌대를 부착한다. 좌대 부착을 끝낸 후 씰링제가 완전
경화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한다.
• 에폭시 수지혼합
Starcrete-EP100을 정해진 배합비에 맞게 혼합을 한다. 자재의 온도 및 현장의 온도에 따라 가사
시간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처음 혼합 시 소량만 혼합을 하여 확인한다.
• 에폭시 수지 주입
건축용 주사기를 이용 Starcrete-EP100을 주사기 실린더에 30cc정도 채운 후 좌대에 거치 고무줄
을 좌대에 연결한다. 이러한 방법으로 좌대에 건축용 주사기를 모두 거치시킨다.

지촉 경화 전 주사기 실린더내의 주입제가 소모되면 신속히 충전된 실린더로 교체하여 다시
주입한다. 주입작업 중 주사기 실린더 내의 주입제가 소모되면 신속히 충전된 실린더로 재차
주입 하도록 한다.
• 마감 작업
주입작업이 끝나면 최소 24~36시간 이상 양생을 시킨다. 주입제가 경화된 것을 확인한 후 주사기
실린더와 좌대를 제거하고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씰링한 부위를 깨끗하게 갈아 낸다.

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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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, 냉한 장소 (15℃~30℃) 에 보관.

보건과 안전
- 제품 취급 시에는 안전모, 보호안경, 장갑, 작업복 등 보호장구를 꼭 착용해야 한다.
- 제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즉시 닦아내고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 낸다.
-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시 강제환기를 행하여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.
- 제품이 피부에 묻어 피부발진이 있을 때에는 전문의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.
- 영상 5℃이하 및 영상 30℃이상의 온도에서 작업 할 때에는 당사의 기술진에 조치를 문의한
후 사용해야 한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MSDS 참조하십시오.

청

소

작업에 사용된 장비나 모든 도구들은 작업이 끝난 후 세척해야 한다. 세척제는 M.E.K, Acetone,
Xylene, Toluene 및 에폭시 신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한다.
엎질러진 재료는 즉시 모래나 톱밥 등을 이용하여 흡수시켜 제거한다.

